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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배당 100세 Plus 종신암보험20대여성 님 의 보장내역A.보장내역 도해
종신
종신
종신

80세 이전 첫번째암진단확정시 1년 이후 종신
80세
8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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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배당 100세 Plus 종신암보험(무)100세 Plus종신암보험 암진단급여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  이외의 암 5,000 만원1년 미만  2,500 만원『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 2,000 만원1년 미만  1,000 만원(무)정기특약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80세만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1,000 만원(무)소액암진단특약 진단급여금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시(각각 최초 1회한) 500 만원1년 미만  250 만원(무)고액암진단특약 진단급여금 『 고액치료비 관련 암』 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5,000 만원1년 미만  2,500 만원(무)두번째암진단특약 진단급여금 보험기간 중 『 두번째암』 보장개시일 이후 『 두번째암』 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3,000 만원사망보험금 첫번째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이후에 두번째암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사망한 경우 1,500 만원
(무)암케어Ⅱ특약 암수술급여금(수술 1회당) 암 600 만원1년 미만  300 만원갑상선암/기타피부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 120 만원1년 미만  60 만원암입원급여금(3일초과 입원 일수 1일당) 암 30 만원1년 미만  15 만원갑상선암/기타피부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 6 만원1년 미만  3 만원

보장내역

(무) 100세 Plus 종신암보험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으로 진단확정 받고 그 후에 이와는 관계가 없는 "「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  이외의 암"으로 새롭게 진단확정 시 "「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  이외의 암"에 해당하는 진단급여금에서 "「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  이외의 암"진단시점의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에 해당하는 암진단급여금을 뺀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받고 그 후에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으로 인한 암진단급여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무) 100세 Plus 종신암보험, (무) 소액암진단특약, (무) 고액암진단특약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시 사망 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무) 두번째암진단특약에서 "두번째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첫번째암"의 진단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12개월)이 지난 날로하며, 사망보장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첫번째암"의 진단확정일부터 입니다.  두번째암 : "두번째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첫번째암"으로 진단확정된 기관과 다른 기관에 진단확정된 "두번째암"으로 반드시 약관의 "두번째암 정의"및 "기관(Organ)"분류표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무) 두번째암진단특약에서 "첫번째암"이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처음으로 주계약에서 정한 암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되는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제외)을 말합니다."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제외) 및 "고액치료비 관련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 또는 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부터이며 소액암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입니다.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이러한 경우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및 경계성종양에 해당하는 급여금을 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이 계약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  이외의 암"이 발생하여 주계약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무) 고액암진단특약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고액치료비 관련 암"이 발생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고액치료비 관련 암"으로는 백혈병, 뇌암, 골수암 등이 있으며 세부사항은 약관의 "고액치료비 관련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또는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또는 장해분류표 중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보험료 납입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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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배당 100세 Plus 종신암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 상품명20대여성 님 20세(여자) 20대여성 님 20세(여자) 무배당 100세 Plus 종신암보험납입주기 보험기간 납입기간 보험가입금액 보험료월납 종신 55 세납 2,500 만원 35,000 원
20대여성 님 의 가입설계서B.기본계약정보

구분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납입기간 초회보험료무배당 100세 Plus 종신암보험 2,500 만원 종신 55 세납 35,000 원무배당 소액암진단특약 2,500 만원 종신 55 세납 1,750 원무배당 정기특약 1,000 만원 80 세만기 55 세납 2,100 원무배당 고액암진단특약 2,500 만원 종신 55 세납 2,500 원무배당 두번째암진단특약 3,000 만원 80 세만기 55 세납 7,800 원무배당 암케어Ⅱ특약 3,000 만원 80 세만기 55 세납 9,900 원초회보험료 합계 (진단구분 : 무진단 ) 59,050 원
주계약 및 특약계약내용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험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보호공사가 1인당 “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입 시 보험료를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무) 두번째암진단특약의 보험기간은 가입시 80세만기이며, 80세 이전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로 "첫번째암"이 진단확정 될 경우 보험기간이 종신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나  이  별 납 입 보 험 료20세 ~ 54세 (2011년 09월 ~ 2046년 08월) 59,050 원주계약 및 선택 특약 나이별 납입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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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배당 100세 Plus 종신암보험
경과기간 나이 사망보험금(정기특약) 해지환급금주계약 모든 특약 포함납입보험료 누계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누계 해지환급금 환급률3개월 20세 1,000 10 0 0.00 % 17 0 0.00 %6개월 20세 1,000 21 0 0.00 % 35 1 2.86 %9개월 20세 1,000 31 0 0.00 % 53 2 3.77 %1년 21세 1,000 42 0 0.00 % 70 3 4.29 %2년 22세 1,000 84 8 9.52 % 141 23 16.31 %3년 23세 1,000 126 37 29.37 % 212 72 33.96 %4년 24세 1,000 168 66 39.29 % 283 123 43.46 %5년 25세 1,000 210 97 46.19 % 354 175 49.44 %6년 26세 1,000 252 128 50.79 % 425 228 53.65 %7년 27세 1,000 294 159 54.08 % 496 281 56.65 %8년 28세 1,000 336 185 55.06 % 566 326 57.60 %9년 29세 1,000 378 211 55.82 % 637 370 58.08 %10년 30세 1,000 420 237 56.43 % 708 416 58.76 %11년 31세 1,000 462 264 57.14 % 779 462 59.31 %12년 32세 1,000 504 292 57.94 % 850 509 59.88 %13년 33세 1,000 546 320 58.61 % 921 556 60.37 %14년 34세 1,000 588 348 59.18 % 992 603 60.79 %15년 35세 1,000 630 377 59.84 % 1,062 651 61.30 %16년 36세 1,000 672 406 60.42 % 1,133 700 61.78 %17년 37세 1,000 714 436 61.06 % 1,204 750 62.29 %18년 38세 1,000 756 467 61.77 % 1,275 800 62.75 %19년 39세 1,000 798 497 62.28 % 1,346 851 63.22 %20년 40세 1,000 840 529 62.98 % 1,417 902 63.66 %25년 45세 1,000 1,050 694 66.10 % 1,771 1,161 65.56 %30년 50세 1,000 1,260 871 69.13 % 2,125 1,424 67.01 %35년 55세 1,000 1,470 1,061 72.18 % 2,480 1,698 68.47 %40년 60세 1,000 1,470 1,148 78.10 % 2,480 1,768 71.29 %45년 65세 1,000 1,470 1,235 84.01 % 2,480 1,822 73.47 %50년 70세 1,000 1,470 1,307 88.91 % 2,480 1,819 73.35 %60년 80세 0 1,470 1,351 91.90 % 2,480 1,441 58.10 %70년 90세 0 1,470 1,177 80.07 % 2,480 1,249 50.36 %80년 100세 0 1,470 787 53.54 % 2,480 832 33.55 %89년 109세 0 1,470 183 12.45 % 2,480 192 7.74 %

(단위 : 만원, 만원 미만 절사)
사망보험금/해지환급금 예시C.아래의 보장내용은 가입 당시 기준이며, 선택특약의 보험기간 만료 시 보험금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주계약 기준가입금액 : 2,500만원, 보험기간 : 종신, 납입기간 : 55 세납, 납입주기 : 월납, 보험나이 : 20세 (여자)

이 보험의 보험료 산출 시 적용한 예정이율은 연 복리 4.0% 입니다.(무) 100세 Plus 종신암보험, (무) 소액암진단특약, (무) 고액암진단특약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시 사망 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무) 두번째암진단특약의 경우 80세 이전 주계약 보험금 지급사유로 "첫번째암" 발생 후 "두번째암"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무) 두번째암진단특약 가입금액의 50%를 지급해 드립니다. (무) 두번째암진단특약을 부가한 경우, 80세 이전 주계약 보험금 지급사유로 "첫번째암" 발생시 (무)두번째암진단특약의 해지환급금은 변경이 되는데, 상기 예시된 모든 특약 포함 해지환급금은 변경전 예시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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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배당 100세 Plus 종신암보험      (무) 두번째암진단특약에서 보장하는 "두번째암"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무) 두번째암진단특약     의 별표 4 "두번째암"의 정의와 동일합니다.
"두번째암"의 정의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두번째암" 이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첫번째암" 진단확정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12개월)이 지난 이후에 "첫번째암"으로 진단확정된 기관(Organ)(특약 약관 별표5 "기관(Organ)" 분류표 참조)과 다른 기관(Organ)에 진단확정된 두번째 "암" 을 말합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장에서 제외 합니다.① "첫번째암" 진단확정일로부터 1년(12개월) 미만에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② "첫번째암"으로 진단확정된 '기관(Organ)'과 같은 '기관(Organ)'에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③ "첫번째암"으로 진단확정된 기관이 두 개 이상(예: 첫 번째 암이 위(stomach)와 간(liver)에 동시에    진단확정된 경우)인 경우, 그 기관들과 같은 기관(들)(예: 위 및/또는 간)에만 "암"이 진단확정된 경우④ "첫번째암"으로 인하여 '중피성 및 연조직(특약 약관 별표 5 "기관(Organ)" 분류표 참조)에 침윤 또는     전이(metastasis)된 경우⑤ "첫번째암"으로 인하여 '비장 및 골수를 포함한 혈액 및 림프계'(특약 약관 별표 5 "기관(Organ)" 분     류표 참조)에 침윤 또는 전이(metastasis)된 경우⑥ "첫번째암"이 '비장 및 골수를 포함한 혈액 및 림프계'(특약 약관 별표 5 "기관(Organ)" 분류표 참조)    의 암(예: 백혈병, 림프종, 골수종 등)으로 진단확정 되고, "암"이 다시 '비장 및 골수를 포함한 혈액    및 림프계'의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두번째암"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전문의사 또는 임상병리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해 내려져야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검사(hemic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상기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의사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무) 두번째암진단특약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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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배당 100세 Plus 종신암보험      (무)두번째암진단특약에서 "두번째암"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하는 "기관(Organ)" 분류표는 다      음과 같습니다. 이는 (무) 두번째암진단특약의 별표 5 "기관(Organ)" 분류표와 동일합니다.
"기관(Organ)" 분류표 아래 표의 "분류번호 예시"는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시행)에서 명명된 각 개별 기관에서 발생하는 악성신생물(암)을 예시 한 것입니다.개별 기관(organ) 분류 분류번호 예시 대분류1. 입술 C00

입술, 구강 및 인두2. 혀(혓바닥, 혀의 기타 부위) C01, C023. 잇몸 C034. 입바닥 C045. 구개 C056. 기타 입 부위 및 '입술, 구강 및 인두'내 기타 기관 C06, C147. 귀밑샘 C078. 기타 주침샘 C089. 편도 C0910. 인두(입인두, 비인두, 이상동, 하인두 포함) C10, C11, C12, C1311. 식도 C15
소화기관12. 위 C1613. 소장 C1714. 직결장(직장구불결장 이행부 포함) 및 '소화기관'내 기타 기관 C18, C19, C20,C26(C26.1 제외)15. 항문 및 항문관 C2116. 간 및 담관 C2217. 담낭 C2318. 기타 담도 부위 C2419. 췌장 C2520. 비강 및 중이 C30 호흡기 및흉곽내 기관21. 부비동 C3122. 후두 C3223. 기관 C3324. 기관지 및 폐 및 '호흡기 및 흉곽내 기관'내기타 기관 C34, C3925. 흉선 C3726. 심장, 종격 및 흉막 C3827. 뼈 및 관절연골 C40, C41 뼈 및 관절연골피부28. 피부 C43, C4429. 중피, 말초 신경 및 자율 신경 계통, 후복막 및 복막, 기타 결합 및연조직 C45, C47, C48, C49 중피성 및 연조직30. 유방 C50 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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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배당 100세 Plus 종신암보험

(주) 1. 상기 분류번호 예시에 해당되지 않는 암의 경우 (C46, C76-C80, C97), 회사는 암으로 진단확정된'기관(organ)'을 병원 기록         또는 조직병리학적 검사결과를 통해, 이 특약에서 정의하는'기관(organ) 분류표'에 있는 각 개별'기관(organ)'으로 분류합니다.     2. 상기 분류번호 예시 중 C44 와 C73에 해당하는 암인 경우,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3. 인체내에 두개 이상 존재하는 기관인 경우,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서 같은 이름으로 명명되고 있는 기관(organ)        (예: 좌측 및 우측 유방, 신장, 고환, 폐, 요관, 난소, 부신, 눈, 부갑상선 등)은 같은'기관(organ)'으로 분류합니다.     4.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분류번호 예시"이외에 개별'기관(organ)'에 해당하는 분류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분류번호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개별 기관(organ) 분류 분류번호 예시 대분류31. 외음 C51 여성 생식기관32. 질 C5233. 자궁(자궁경부, 자궁체부, 기타 자궁부위) 및'여성 생식기관'내 기타 기관 C53, C54,C55, C5734. 난소 C5635. 태반 C58 남성 생식기관36. 음경 C6037. 전립선 및 '남성 생식기관'내 기타 기관 C61, C6338. 고환 C6239. 신장, 신우 및 '요로' 내 기타 기관 C64, C65, C68 요로40. 요관 C6641. 방광 C67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42. 눈 및 눈부속기 C6943. 수막 C7044. 뇌 C7145. 척수, 뇌신경 및 기타 중추신경 부위 C72 내분비선46. 갑상선 C7347. 부신 C7448. 기타 내분비선 C7549. 비장 및 골수를 포함한 혈액 및 림프계 C81-C96, C26.1, D45, D46,D47.1, D47.3, D47.4, D47.5 비장 및 골수를 포함한 혈액 및 림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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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배당 100세 Plus 종신암보험보장위험별 연간보험료 및 
보험료지수

D.연간보험료란?1년동안 위험보장을 받는데 필요한 영업보험료를 "연간보험료"라고 합니다. 연간보험료의 경우, 회사간 보장위험별 보험료 수준비교시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납입보험료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보험료지수란?해당상품의 보험료(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및 보험회사의 사업경비 등을 위한 보험료)가 표준순보험료(금융감독원이 정하는위험률 및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에 대비한 수준을 나타내는 지수를 "보험료지수"라고 합니다.납입주기: 월납, 보험나이: 40세(남/여)주/특구분 상품명 보험기간 납입기간 연간보험료 보험료지수보장위험(급부명) 연간보험료(원) 기준보험금(만원) 보험료지수 가입금액(만원)남 여 남 여주계약 무배당 100세 Plus 종신암보험 종신 20년 유방암 진단 14 1,829 100 217.2% 241.3% 500남녀생식기관련암 진단 1,505 1,206 100유방암 및 남녀생식기관련 이외의 암 진단 188,874 111,467 1,000특약 무배당 소액암진단특약 종신 20년 소액암(경계성종양/갑상선암/기타피부암/제자리암)진단 1,477 4,350 100 171.4% 187.0% 500특약 무배당 정기특약 20년 20년 사망 44,928 17,472 1,000 137.1% 133.3% 10,000특약 무배당 고액암진단특약 종신 20년 고액암 진단 10,707 7,250 1,000 146.8% 148.1% 500특약 무배당 두번째암진단특약 80세 20년 두번째암 진단 33,480 27,360 1,000 225.1% 237.9% 1,000"첫번째암" 발생 후 두번째암 진단 전 사망 104,423 60,107 1,000특약 무배당 암케어Ⅱ특약 80세 20년 암 수술 18,432 13,521 100 170.8% 191.4% 1,000암 입원 6,115 4,156 1소액암(경계성종양/갑상선암/기타피부암/제자리암) 수술 75 242 10소액암(경계성종양/갑상선암/기타피부암/제자리암) 입원 115 34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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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배당 100세 Plus 종신암보험보험금 지급 등에 관한 안내E.부가 Service제도 안내▶ 사망위로서비스제도● 보장개시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2년이 지나고 사망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지정된 계약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일반사망보험금(재해관련 사망보험금 및 유족연금, 월수입보장금, 계약자 적립금 등은 제외)의 50%(최고 3,000만원)까지 접수 후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일 이내에 지급해 드립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약●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이 특약의 약관에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하여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대리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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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배당 100세 Plus 종신암보험알아두셔야 할 사항 ▶ 보험계약사항 확인●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험약관 또는 홈페이지 상품공시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변액보험 상품의 경우 변액보험 운용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필서명의 중요성●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보험설계사 등 타인에 의한 대리서명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서 상의 질문사항(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청구제도 안내●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화,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이하 "통신판매 계약"이라 합니다)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는 계약자의 편의에 따라 은행자동납입제도 및 즉시이체출금 등을 이용하여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 ▶ 3대 기본 지키기●청약서상에 자필서명,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및 약관 전달과 약관의 주요 내용설명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 보험료의 납입 연체 시 납입최고(독촉)과 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 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험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보호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지계약의 부활(효력 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배당과 무배당 상품의 차이점● 생명보험은 장기계약으로 보험료 산출 시 안정적인 예정율(이율, 위험율,사업비율)을 사용하고 실제 운영결과의 차이에 따른 금액 중 일부를 계약자에게 배당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배당상품은 이러한 배당이 없는 대신 배당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 세제 혜택● 10년 이후에 「 감액 또는 해지」 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자소득(보험 차익)에 대하여 비과세되며, 보장성 보험은 연간 납입보험료 중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연금보험 또는 변액유니버셜보험」 의 주계약 보험료는 소득공제혜택이 없습니다.) ▶ 보험료 할인 혜택● 자동이체로 보험료 납입 시 보험료의 1%를 할인해 드립니다. ▶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고객센터 주소 :    135-759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19-1번지 나래빌딩 8층상담전화 :    전국 어디서나 1588-9600                    (고객은 시내요금 부담. 다만, 휴대폰은 전액 부담)F  A  X :    02)2190-9501~2이용시간 :    평일 09:00 ~ 18:00(토ㆍ일요일은 휴무)  ※만일 보험금지급등에 대해 저희 회사와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주소 :     150-600 서울특별시 여의도동 27번지금융소비자상담 전화 :    02)3786-8534 ~ 40생명보험협회 주소 :    100-013 서울시 중구 충무로3가 60-1                              극동빌딩 16층소비자보호실 전화 :    02)2262-6565 ▶ 보험계약관련 조회시스템 운영● 보험계약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경우 아래를 참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 :    www.metlife.co.kr                                           (당사 홈페이지)      보험상품비교공시 :    www.klia.or.kr(생명보험협회) ▶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보험은 은행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 등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자동대출납입을  계약자가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계약 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 예정이율 등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안내● 이 보험상품의 보험료 산출 시 적용한 주계약의 예정이율은 연복리 4.0%, 특약의 예정이율은 연복리 4.0% 입니다. ＊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예정이율, 예정위험률, 예정사업비율은 이 보험상품의 상품요약서(당사 홈페이지 상품공시실 참조)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  www.metlife.co.kr 


